
예멘 남부 예멘계 아랍 아랍 예멘 남부 예멘: ( , )

 

인 구 : 5,967,000 (joshuaproject.net)

언 어 아랍어 타이지 아데니: ( - )

종 교 이슬람: 

복음 주의자 : 0.00 %

성경 번역 미확인: 

 

개요 역사/ 

아라비아 반도의 아랍인은 아랍 원주민으로 알려져있다 아라비아 문화는 유목민의 부족과 . 

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마을 사람에 의해 개발되었다 또한 그곳에서 아랍 이주가 시작되어 .

아랍 세계의 확 로 이어졌다. 

 

예멘 아랍의 사회구조는 네 계층 사이드 또는 부자 무하마드의 손자의 후손 카타니 부, , ( ), (

족 샤피트 시민 상인 장인과 장인 그리고 아크담 노예 으로 되어 있다), ( , ), ( ) . 

 

예멘 아랍인들은 역사 가운데 이슬람과 긴 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거. 

의 모든 예멘 공화국과 다른 나라의 예멘 아랍인은 이슬람교도다 그 중 약 절반이 제이( ) . 

디스 무슬림이며 는 사피트 그리고 가 이스마일 이다, 40% , 5% 5 % . 

 

생활 양식

예멘 아랍 사회는 개 이상의 다른 부족이나 씨족으로 된 부족 구조로 되어있다 이1,700 . 

러한 다양한 부족은 종종 서로 싸우는 아랍 수장 에 의해 지배된다sheiks ( ) .

 

오늘날 예멘의 예멘 아랍의 부분은 여전히 방어가 용이한 요새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. 

각 집은 사방에 창문이 있고 마을의 바깥쪽을 향하게 만들어졌다 모든 상품과 마을을 통과. 

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텅제되고 있다. 

 

개인 주택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평평한 지붕의 주택으로 타운하우스라고 불린다 예술. 

적 지다인의 한 형태로 창문의 주변을 회칠 과 벽돌로 감싼다 방은 보통 카펫류가 깔려있. 

어 집 안에 들어오려면 신발을 문에서 벗어야 한다 벽에 기 어 앉을 수 있도록 매트리스. 

와 쿠션을 줄지어 깔아놓는다 응접실과 부엌은 맨 윗층에 배치되어 있다 평평한 지붕은 . . 

여성들이 빨래를 널 때 사용한다. 



 

다른 나라로 이주한 소수의 예멘 아랍인들의 생활에 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사회 . 

관습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으나 직업이나 생활 환경은 매우 다를 것으로 추정

된다. 

 

사회 생활은 아랍인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바닥에 앉아 손잡이 없는 컵에 커피를 따라 . 

마시는 매일의 커피 시간을 나누길 좋아한다 그들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가루 빵이나 죽. , 

삶은 고기나 닭고기로 구성되어 있다. 

 

이슬람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는 여전히 여러 아랍계층이 존재한다 의복의 종류가 , . 

그 계층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예멘 부족은 다른 마을과 다르게 옷을 입. 

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여성들은 마을과 가정에서 베일을 착용한다 남자아이들은 성인이 . . 

되면 쓸 것을 바꾸고 단검을 차고 다닌다. 

 

예멘 아랍 사회는 부계사회로 재산 상속은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이들이 가족의 최, . 

고의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여성은 아이를 낳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. 

 

무슬림은 최  네명 까지 부인을 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멘 아랍인의 결혼은 부분의 

일부일처제이다 과거에는 모든 결혼은 부모에 성사되었으나 점점 더 많은 절은이들이 자신. 

의 짝을 정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여자아이들은 살이면 혼인이 가능하다. 9 . 

 

과거에는 많은 예멘 유목민들이 산악 마을에 정착하여 곡물 야채 커피 멜론 추 망고 , , , , , 

그리고 석류를 키웠다 가축을 통해서는 우유와 계란을 얻었다. . 

 

종교

거의 예멘 아랍 모든 이슬람교도이며 이슬람교가 사회에 영향을 끼쳤음은 의심의 여지가 , 

없다. 

 

이슬람의 제이디스 종파 시아파의 전통의 일부 는 꽤 광신도적이다 제이디스의 부분은 ( ) . 

전사로 거의 모든 전쟁을 지하드의 발현 이교도에 한 이슬람 운동 거룩한 전쟁 으로 생( , )

각한다. 

 

필요

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무슬림을 사형에 처할 수 

있다 현재 예멘 신도가 천명이 안되는 이유는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그들 안에서 복음전. 5 . 

파는 여러 국가들의 제한과 복음에 한 반감으로 인해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. 

 

기도 제목

주님이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자* . 

하나님께서 예멘 아랍인들의 사이에 설 믿음의 중보기도자를 세워주시길 기도하자* . 

하나님께서 자국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기회를 예멘 아랍 신자들에게 주시길 * 



기도하자. 

그들의 전통적 회교문화가 부드러워져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닿을수 있도록 기* 

도하자. 

셩령님이 아랍인의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열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* 

하십시오.

하나님이 그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길 기도하자* .

주님이 예멘 아랍 사이에 강한 지역교회를 세워주시길 기도하자* . 

이들의 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길 기도하자.

이들의 주언어로 된 영화 예수 가 상영되기를 기도하자* " " .

 


